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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복합 미세필라멘트를 포함하는 부직포에 관한 것이다.  더 특별하게는, 본 발명은 공<1>
기식으로(pneumatically) 연신된 복합 미세필라멘트를 포함하는 부직포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약 1.5dtex 이하의 평균 두께를, 더욱 구체적으로는 단위 길이당 중량을 가지는 합성 필라멘트는 <2>
미세필라멘트로 특징되어 질 수 있고 미세필라멘트의 제조를 위하여 통상 사용되는 두 가지의 제조 방법
은 멜트블로운 섬유 제조 방법 및 스플릿(split) 섬유 제조 방법이다.  다수의 가느다란 다이(die) 모세
관을 통하여 상기 용융 열가소성 물질의 필라멘트를 가늘(attenuation)게 하여 그 지름을 감소시키는 전
형적으로는 가열된 공기인 고속의 가열 가스 스트림속으로 용융 가공된 열가소성 물질을 용융 필라멘트로
서 압출함으로써 멜트블로운 섬유를 형성한다.  보통 점성이고(tacky) 완전히 급랭되지 않은 상기 섬유는 
그 후 고속 가스 스트림에 의하여 운반되고 무작위로 집속(collecting) 표면 상에 퇴적(deposit)되어 자
체적으로 결합된 웹을 형성한다.  멜트블로운 웹은 필터, 걸레, 포장 물질, 일회용 의류 성분, 흡수 물품 
성분 등과 같은 여러 응용에 널리 사용된다.  그러나, 멜트블로운 섬유 제조 방법 중의 상기 가늘게 하는 
단계는 형성되는 섬유의 중합체에서의 제한된 정도의 분자 배향만을 제공함으로써 멜트블로운 섬유 및 상
기 섬유를 포함하는 웹이 고강도 성질을 나타내지 않도록 한다.

통상 스플릿 섬유는 복합 섬유의 단면을 가로지르는 별개 영역(distinct zone)을 점하도록 배열<3>
된 일반적으로 비상용성 중합체 성분들을 포함하는 다성분 복합 섬유로부터 형성되고 상기 영역은 섬유의 
길이를 따라 연장된다.  상기 복합 섬유가 섬유내의 상기 별개 영역의 경계면을 따라 분할(split)되도록 
기계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유도하면 스플릿 섬유가 형성된다.  비록, 비교적 고강도 성질을 갖는 얇은 
섬유를 제조하는 데에 스플릿 섬유 제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기 제조 방법은 분할 단계를 
필요로 하고 번거로우며 비용이 많이 든다.  더구나, 전통적인 스플릿 섬유 제조 방법으로부터 완전히 분
할된 섬유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이들 제조 방법은 치 하거나 고 도의 구조를 만들기 쉽다.

스테이플(staple) 섬유를 형성하는 데에 적합한 미세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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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미세필라멘트는 방사 노즐(spinneret)의 구멍(aperture)을 통하여 필라멘트를 형성시키고 그 필라멘
트를 일반적으로 높은 연신율을 가하는 높은 연신 속도에서 권취 롤로 연신함으로써 만든다.  그러나, 미
세필라멘트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미세필라멘트 및 그로부터 만들어진 미세 스테이플 섬유은 가공이 곤란
하다.  예를 들면, 미세 스테이플 섬유는 개섬(open) 및 카딩(card)하기가 매우 어렵고, 상기 섬유는 카
딩되는 경우 불균일 부직포 웹을 형성하기 쉽다.

또는, 스펀본드 웹 제조 방법에 수정을 가하여 미세필라멘트 부직포 웹을 제조하는 시도가 있었<5>
다.  스펀본드 필라멘트는 멜트블로운 섬유 제조 방법과 비슷하게 열가소성 중합체를 다수의 가느다란 다
이 모세관을 통하여 용융 가공하여 용융 필라멘트를 만듬으로써 형성된다.  그러나, 멜트블로운 섬유 제
조 방법과는 달리, 상기 형성된 필라멘트를 가열 가스 스트림 속으로 주입하지 아니하고 냉각시키면서 공
기식 연신 단위로 전달하고, 공기식 연신 단위 내의 압축 가스 또는 공기로 상기 필라멘트 상에 연신력을 
가한다.   비교적  크림프가  없는,  상기  연신  단위를  나오는  연신된  필라멘트를  형성  표면(forming 
surface)상에 랜덤하게 퇴적(deposit)시켜 느슨하게 얽힌 섬유 웹을 형성한 후 웹의 일체성(integrity) 
및 구조적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상기 모아 둔 웹을 열과 압력을 가하여 결합시킴으로써 용융 융착된 
결합부를 만든다.  스펀본드 필라멘트는 멜트블로운 섬유와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분자 배향을 가짐으로 
인해 비교적 고강도의 성질을 나타낸다.  그러나, 필라멘트의 비크림프성 및 상기 치  결합 공정으로 인
하여 스펀본드 부직포 웹은 치 하고 평평하기 쉽다.  스펀본드 웹의 제조는 예를 들어, 앞펠(Appel) 등
의 미국 특허 제4,340,563호, 도르쉬너(Dorschner) 등의 미국 특허 제3,692,618호 및 마츄키(Matsuki) 등
의 미국 특허 제3,802,817호에 개시되어 있다.

스펀본드 웹의 벌크를 개선하기 위하여, 크림프 필라멘트 스펀본드 웹의 제조가 제안되었다.  예<6>
를 들어, 피케(pike) 등의 미국 특허 제5,382,400호는 다성분 복합 필라멘트를 포함하는 로프티 스펀본드 
웹을 만드는 스펀본드 웹 제조 방법을 교시한다.  미국 특허 제5,382,400호의 상기의 교시는 로프티 스펀
본드 웹의 제조에 매우 적합하다.  그러나, 통상의 스펀본드 필라멘트보다 더 얇은 필라멘트를 포함하는 
로프티 웹을 제조하기 위한 시도는 크게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필라멘트 두께를 감소시키는 전통적인 제
조 수단인 공기식 연신력을 증가시키고/시키거나 용융 가공된 중합체를 다이 모세관으로 배출
(throughput)하는 속도를 감소시키면 상기의 얇은 복합 필라멘트내의 크림프가 상당히 제거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게다가, 스펀본드 필라멘트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상기 공지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상기 필라멘
트의 크기를 무한히 감소시키는 것이 아님도 밝혀졌다.  어느 한계까지 상기 공기식 연신력을 증가시키고
/증가시키거나 상기 배출 속도를 감소시키는 경우, 심각한 방사 파손은 방사 공정을 전적으로 
붕괴시킨다.  결국, 전통적으로 알려진 수단을 사용하여 스펀본드 필라멘트의 두께를 감소시키는 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고, 전통적인 스펀본드 필라멘트의 제조로써 크림프 스펀본드 미세필라멘트를 제조하는 
것은 실제적이지 못하다.

로프티하고 고강도의 성질을 가지는 미세필라멘트 부직포 웹에 대한 필요는 여전하다.<7>

발명의 요약<8>

본 발명은 웹의 도가 약 0.01g/mL 내지 0.075g/mL이고 그 미세필라민트의 단위 길이당 중량이 <9>
약 0.1dtex와 약 1.0dtex 사이인, 공기식으로 연신된 필라멘트 특히, 스펀본드 필라멘트를 포함하는 부피
가 크거나 로프티한 부직포 웹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스펀본드 미세필라멘트를 포함하는 로프티 부직포 웹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을 <10>
제공하는데, 상기 방법은 에틸렌의 단일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인 에틸렌 중합체 및 프로필렌의 단일 중합
체 또는 공중합체인 프로필렌 중합체가 복합 섬유의 길이를 따라 단면을 가로질러 별개의 영역을 차지하
고 상기 에틸렌 중합체는 상기 복합 섬유의 길이를 따라 가장자리 표면의 적어도 한 부분을 차지하는, 측
정 조건 190/2.16의 ASTM D1238-90b에 따른 측정에 의할 때 10분당 약 60g 내지 약 400g의 용융 유속과 
측정 조건 230/2.16의 ASTM D1238-90b에 의할 때 10분당 약 50g 내지 약 800g의 용융 유속인 높은 용융 
유속을 각각 갖는 상기 에틸렌 중합체 및 상기 프로필렌 중합체를 가지는 연속 다성분 복합 섬유를 용융 
방사하고;  상기 복합 필라멘트가 잠재적인 크림프성(crimpability)을 가지도록 상기 스펀 복합 필라멘트
를 급랭시키고;  상기 스펀 복합 필라멘트를 연신하여 미세필라멘트를 형성시키고;  상기 복합 필라멘트
가 크림프되도록 상기  잠재적인 크림프성을 활성화시키며;   그리고  상기  크림프  미세필라멘트를 퇴적
(deposit)시켜, 웹의 도가 약 0.01g/mL 내지 0.075g/mL이고 그 미세필라멘트의 단위 길이당 중량이 약 
0.1dtex와 약 1.5dtex 사이인 부직포 웹을 형성하는 단계를 가진다.  바람직하게는, 균일한 필라멘트 피
복도(coverage)를 만들기 위하여 퇴적에 의해 상기 부직포 웹을 형성하기에 앞서서 상기 복합 미세필라멘
트를 크림핑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인 "미세필라멘트"는 약 1.5dtex 이하의 단위 길이당 중량을 가지는 필라멘<11>
트를 의미한다.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인 "웹"은 섬유상 웹 및 직물을 의미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1은 본 로프티 부직포를 제조하기 위한 전형적인 방법을 도시한다.<12>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공기식으로 연신되고, 크림프된, 다성분 복합 필라멘트인 미세필라멘트를 포함하는 로<13>
프티, 저 도 부직포 웹을 제공한다.  비록 상기 복합 필라멘트가 광범위한 섬유 형성 중합체로부터 선택
되어지는 중합체 성분을 선택적이고/이거나 부가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상기 다성분 복합 필라
멘트는 하나의 에틸렌 중합체 성분 및 하나의 프로필렌 중합체 성분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적합한 에틸렌 중합체는 ASTM D1238-90b, 측정 조건 190/2.16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14>
중합체가 용융 가공되기 전에 10분당 약 60 내지 약 400g, 더 바람직하게는 약 100 내지 약 200g,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125  내지  175g의  용융  유속을  가진다.   본  발명에  적합한  프로필렌  중합체는  ASTM 
D1238-90b, 측정 조건 230/2.16에 따라 측정하는 경우 중합체가 용융 가공되기 전에 10분당 약 50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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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800g, 더 바람직하게는 약 60 내지 약 200g,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75 내지 150g의 용융 유속을 가진
다.  본 발명에 적합한 상기 에틸렌 및 프로필렌 중합체는 용융 유속이 높은 중합체라는 것이 특징이다.  
더구나, 본 발명에 적합한 에틸렌 및 프로필렌 중합체는 바람직하게는 스펀본드 섬유를 위한 전통적인 폴
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보다 더 협소한 분자량 분포를 가진다.

상기 높은 용융 유속의 에틸렌 및 프로필렌 중합체를 사용하면 복합 스펀본드 미세필라멘트의 제<15>
조를 가능하게 하고 상기 미세필라멘트의 크림프성을 강화함으로써 부직포 웹의 벌크를 개선시키고 저
도 부직포 웹의 제조를 가능하게 함이 밝혀졌다.  게다가, 상기 미세필라멘트는 균일한 섬유 피복도를 가
지는 웹을 제공한다.  따라서, 본 발명의 상기 복합 스펀본드 웹은 개선된 유체 취급 성질 뿐만 아니라 
크게 개선된 성질 예를 들면, 부드러움, 균일한 섬유 피복도 및 감촉을 가진다.  또한, 높은 용융 유속의 
에틸렌 및 프로필렌 중합체 조성물은 스펀본드 섬유를 위한 전통적인 에틸렌 및 프로필렌 중합체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용융 가공될 수 있다.  상기 낮은 가공 온도는 스펀본드 섬유 웹 제조 방법의 용융 가공 
및 급랭 단계에 관련된 문제들 예를 들어 중합체의 열적 분해 및 스펀 필라멘트의 바람직하지 않은 꼬이
기(roping)를 상당히 감소시키기 때문에 낮은 용융 가공 온도에서 상기 성분 중합체의 가공성은 매우 바
람직하다.

본 발명에 적합한 에틸렌 중합체는 에틸렌의 섬유 형성 단일 중합체 및 에틸렌과 부텐, 헥센, 4-<16>
메틸-1 펜텐, 옥텐, 비닐 아세테이트 및 예컨대 에틸 아크릴레이트인 알킬 아크릴레이트 및 이들의 혼합
물과 같은 하나 이상의 공단량체와의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상기 적합한 에틸렌 중합체는 예컨대 에틸렌 
에틸 아크릴레이트인 에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폴리부텐; 및/또는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의 소량과 혼
합될 수 있다.  다른 적합한 에틸렌 중합체는 입체특이적으로 중합된 에틸렌 중합체 예를 들어, 다우 케
미칼(Dow Chemical)사가 시판하는 인게이지(Engage)표 폴리에틸렌과 같은 메탈로센(metallocene) 촉매를 
사용한 중합체이다.  이들 적합한 에틸렌 중합체 중에서, 더 바람직한 에틸렌 중합체는 고 도 폴리에틸
렌, 선형의 저 도 폴리에틸렌, 중간 도 폴리에틸렌, 저 도 폴리에틸렌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고, 
가장 바람직한 에틸렌 중합체는 고 도 폴리에틸렌 및 선형의 저 도 폴리에틸렌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적합한 프로필렌 중합체는 프로필렌의 단일 중합체 및 공중합체를 포함하고, 이들에는 <17>
이소택틱(isotactic) 폴리프로필렌, 신디오택틱(syndiotactic) 폴리프로필렌, 탄성 단일 중합체 폴리프로
필렌 및 예컨대 에틸렌, 부텐, 메틸아크릴레이트-공-소듐 알릴 술포네이트 및 스티렌-공-스티렌 술폰아미
드인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형성하는 데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하나 이상의 기타 단량체의 소량을 함유하는 
프로필렌 공중합체를 포함한다.  또한, 이들 중합체의 혼합물도 적합하고, 적합한 프로필렌 중합체는 에
틸렌 알킬 아크릴레이트 예를 들어, 에틸렌 에틸 아크릴레이트; 폴리부틸렌; 및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의 소량과 혼합할 수 있다.  또 다른 적합한 프로필렌 중합체는 입체특이적으로 중합된 프로필렌 중합체, 
예를 들면, 메탈로센 촉매를 기초로 한 중합체 예컨대, 엑손 케미칼(Exxon Chemical)사가 시판하는 엑스
폴(Exxpol)표 폴리프로필렌이다.  이들 적합한 폴리프로필렌 중합체들 중에서, 이소택틱 폴리프로필렌 및 
약 15중량%에 달하는 에틸렌을 함유하는 프로필렌 공중합체가 더 바람직하다. 

상기에 표시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복합 스펀본드 미세필라멘트는 프로필렌 및 에틸렌 중합체 <18>
이외의 다른 중합체들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복합 섬유의 부가적 또는 선택적인 중합체 성분으로 적합한 
섬유 형성 중합체는 폴리올레핀, 폴리에스테르, 폴리아미드, 아세탈, 아크릴릭 중합체, 폴리비닐 클로라
이드, 비닐 아세테이트를 이용한 중합체 등 뿐만 아니라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유용한 폴리올레핀
은 예를 들어, 고 도 폴리에틸렌, 중간 도 폴리에틸렌, 저 도 폴리에틸렌 및 선형의 저 도 폴리에틸
렌인 폴리에틸렌; 예를 들어, 이소택틱 폴리프로필렌 및 신디오택틱 폴리프로필렌인 폴리프로필렌 ; 예를 
들어, 폴리(1-부텐) 및 폴리(2-부텐)인 폴리부틸렌 ; 예를 들어, 폴리(2-펜텐) 및 폴리(4메틸-1펜텐)인 
폴리펜텐; 및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유용한 비닐 아세테이트를 이용한 중합체는 폴리비닐 아세테이
트;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비누화된 폴리비닐 아세테이트 즉, 폴리비닐 알콜; 에틸렌-비닐 알콜 및 이
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유용한 폴리아미드는 나일론6, 나일론6/6, 나일론10, 나일론4/6, 나일론10/10, 
나일론12, 카프로락탐과 예컨대 에틸렌 옥사이드 디아민인 알킬렌 옥사이드 디아민과의 공중합체 및 헥사
메틸렌 아디프아미드와 알킬렌 옥사이드와의 공중합체와 같은 친수성 폴리아미드 공중합체 및 이들의 혼
합물을 포함한다.  유용한 폴리에스테르는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및 이
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본 발명에 적합한 아크릴릭 중합체는 에틸렌 아크릴산, 에틸렌 메타아크릴산, 
에틸렌 메틸 메타아크릴산염 등 뿐만 아니라 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또한, 상기 복합 섬유의 중합체 
조성물은 소량의 상용화제(compatiblizing agent), 착색제, 색소, 열적 안정화제, 광학적 광택제, 자외선 
안정화제, 정전기 방지제, 윤활제, 내마모성 강화제, 크림프 유도제, 조핵제(necleatig agent), 충전제 
및 기타 가공 보조제를 더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적합한 복합 필라멘트는 병렬식(side-by-side) 또는 쉬이쓰/코어(sheath-core) 배열을 <19>
가질 수 있다.  쉬이쓰/코어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 동심형 쉬이쓰/코어 필라멘트가 필라멘트내 크림프의 
비기계적 활성화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는 대칭 기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이심형(eccentric) 쉬이쓰/코
어 배열 즉, 비동심적으로 배열된 쉬이쓰/코어가 바람직하다.  이들 적합한 복합 섬유 배열들 중에서, 이
심형 쉬이쓰/코어 배열이 더 바람직하다.

본 발명에 따르면, 비록 퇴적시켜 부직포 웹을 형성하기 전후에 상기 복합 필라멘트를 크림프할 <20>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필라멘트가 퇴적되어 부직포 웹을 형성하기 이전에 충분히 크림프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크림프의 활성화는 필연적으로 필라멘트의 입체적인 변화 및 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균일한 섬
유 피복도를 가지는 부직포 웹은 상기 크림프 활성화 공정 중에 그 균일성을 상실하기 쉽다.  반대로, 크
림프 필라멘트로부터 만들어진 부직포 웹은 균일한 섬유 피복도를 가지고 더 이상의 입체적인 변화를 수
반하지 않는다.  본 발명을 위한 복합 필라멘트 스펀본드 웹을 제조하기 위한 특별히 적합한 방법은 여기 
참고문헌으로 포함되어 있는 피케 등의 미국 특허 제5,382,400호에 개시되어 있다.

도1을 보면, 본 발명을 위한 로프티, 저 도 스펀본드 미세필라멘트 웹을 제조하는 특별히 바람<21>
직한 스펀본드 웹 제조 공정(10)이 도시되어 있다.  비록 본 발명의 복합 미세필라멘트가 2성분 이상의 
중합체 조성물을 포함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1은 2성분 미세필라멘트 웹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1 호퍼(14a) 및 제2 호퍼(14b)에 각각 프로필렌 중합체 및 에틸렌 중합체가 주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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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각각 한 쌍의 압출기(12a) 및 (12b)에 의하여 압출되어 용융 중합 조성물을 방사 노즐(18)로 공급
한다.  복합 필라멘트를 압출하기 위한 적합한 방사 노즐은 당해 기술 분야에서 잘 알려져 있다.  간단히 
말하면, 상기 방사 노즐(18)은 방사 팩을 포함하는 하우징(housing)을 가지고 상기 방사 팩은 다수의 플
레이트와 다이를 포함한다.  상기 플레이트는 하나 이상의 구멍 열을 가진 다이에 상기 두 중합체를 보내
기 위한 흐름 경로를 만들도록 정렬된 구멍 패턴을 가지며, 이는 제조되는 복합 필라멘트의 바람직한 배
열에 따라 설계된다.  상기 두 중합체 조성물의 양을 변화시킬 수 있게 상기 플레이트의 구멍을 배열할 
수 있다.  특히 적합한 필라멘트는 필라멘트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약 20중량% 내지 약 80중량%의 프로필
렌 중합체 및 약 80중량% 내지 약 20중량%의 에틸렌 중합체를 포함한다.  상기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복합 미세필라멘트를 위한 중합체 조성물의 용융 가공 온도는 스펀본드 필라멘트를 위하여 사용된 전통적
인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에 대한 전통적인 가공 온도보다 낮을 수 있다.  낮은 온도에서 중합체 조
성물을 가공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더 낮은 가공 온도는 성분 중합체 및 첨가제의 열 분해 기회를 
줄이고 에너지 요구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스펀 필라멘트가 꼬이는 것과 같은 스펀 필라멘트의 급랭과 관
련된 문제점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크게 유리하다.

방사 노즐(18)은 복합 필라멘트 또는 연속 섬유의 한 막을 제공하고 상기 필라멘트는 섬유 연신 <22>
단위(22)에 주입되기 이전에 급랭 공기 송풍기(20)에 의하여 급랭된다.  급랭된 복합 섬유의 성분 중합체
의 이질적인 열 수축 성질은 섬유 내의 잠재적인 크림프성을 부여하고 상기 잠재적인 크림프성은 열 활성
화가 가능하다고 믿어진다.  용융 방사 중합체에 사용할 적합한 공기식 섬유 연신 단위는 당해 기술 분야
에 잘 알려져 있고, 본 발명에 특히 적합한 섬유 연신 단위는 여기 참고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마츄키 등
의 미국 특허 제3,802,817호에 개시되어 있는 형태의 선형의 섬유 흡입기를 포함한다.  간단히 말하면, 
상기 섬유 연신 단위(22)은 통로의 측면으로부터 들어오는 연신 공기에 의하여 필라멘트를 연신하게 하는 
연장 수직 통로를 포함한다.  압축 공기 공급원(24)으로부터 공급되는 상기 연신 공기는 필라멘트를 연신
하고 필라멘트내의 분자 배향을 부여한다.  필라멘트를 연신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상기 연신 공기는 필
라멘트내의 크림프를 부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는 필라멘트의 잠재적인 크림프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르면, 잠재적인 크림프를 활성화시키키에 충분히 높은 온도까지 가열 공기가 필라멘<23>
트를 가열하도록 상기 공기 공급원(24)으로부터 공급되는 연신 공기의 온도를 가열기에 의하여 높혔다.  
여러 수준의 크림프를 얻기 위하여 상기 연신 공기의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 공기 
온도가 섬유 연신 단위 내에서 필라멘트의 중합체 성분을 용융시킬 정도로 높지 않다면, 공기 온도가 높
을수록 크림프의 정도는 더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상기 연신 공기의 온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다른 정도
의 크림프를 가지는 필라멘트를 쉽게 만들 수 있다.

공정 라인(10)은 상기 연신 단위(22) 아래에 위치하고 구동기 롤러(28)에 의하여 구동되어 상기 <24>
섬유 연신 단위(22) 아래에 배치되는 연속적인 천공된 형성 표면(endless foraminous forming surface, 
26)을 더 포함한다.  섬유 연신 단위를 나오는 연신된 필라멘트는 랜덤하게 상기 형성 표면(26)상에 퇴적
되어 균일한 벌크 및 섬유 피복도의 부직포 웹을 형성한다.  진공 장치(30)을 필라멘트가 퇴적되는 상기 
형성 표면(26)의 직접 아래에 위치시킴으로써 상기 필라멘트 퇴적 공정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상기
에 기재한 동시 연신 및 크림프 공정은 균일한 섬유 피복도 및 균일한 웹 캘리퍼(caliper)를 가지는 로프
티 스펀본드 웹을 만드는 데에 매우 유용하다.  상기 동시 공정은 완전 크림프 필라멘트를 균등하게 퇴적
시킴으로써 부직포 웹을 형성하고 그 결과, 상기 공정은 입체적으로 안정화된 부직포 웹을 만든다.  상기 
높은 용융 유속의 에틸렌 및 프로필렌 중합체와 함께 상기 동시 공정은 본 발명의 매우 크림프 복합 미세
필라멘트를 만드는 데에 대단히 유용하다.

그 후 상기 퇴적된 부직포 웹은 스펀본드 웹에 적합한 어떠한 공지의 결합 공정에 의하여 결합된<25>
다.  바람직하게는, 상기 퇴적된 부직포 웹은 쓰루 에어 결합(through air bonding)이 웹을 어느 정도 치
하게 하지 않으면서 웹 전체에 균등하게 분포된 섬유간 결합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쓰루 에어 결합 공

정에 의하여 결합한다.  도1을 다시 보면,  전형적인 쓰루 에어 본더(bonder)를 도시한다.  일반적으로 
기재된 바와 같이, 쓰루 에어 본더(36)은 상기 웹을 수용하는 구멍뚫린 롤러(perforated roller)(38) 및 
상기 구멍뚫린 롤러를 감싸고 있는 후드(40)을 포함한다.  복합 섬유의 더 낮은 용융 성분 중합체를 부분
적으로 용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고온인 가열 공기를 상기 구멍뚫린 롤러(38)을 통하여 상기 웹에 공
급하고 덮개(40)에 의하여 인취한다.  상기 가열 공기는 더 낮은 용융 성분 중합체 즉, 에틸렌 중합체를 
부분적으로 용융하고 용융된 중합체는 웹 전체에 특히, 필라멘트의 교차 접촉 지점에서 섬유간 결합을 형
성한다.  또는, 상기 비결합된 부직포 웹은 캘린더(calender) 본더에 의하여 결합될 수 있다.  캘린더 본
더는 전형적으로 열가소성 부직포 웹의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용융 융합시키는 열과 압력의 조합을 가하
는 닢(nip)을 형성함으로써 웹 내의 결합된 영역 또는 지점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2이상의 인접 위치한 
가열된 롤의 조합이다.

상기에 논의된 바와 같이, 높은 용융 유속의 중합체를 포함하는 공기식으로 연신된 필라멘트는 <26>
매우 얇은 데니어에서도 고수준의 크림프를 제공함으로써 로프티, 저 도의 미세필라멘트의 부직포 웹으
로 제작된다.  예를 들어, 상기 복합 섬유는 섬유의 크기가 약 1.5dtex 이하, 바람직하게는 약 1.0dtex 
내지 약 0.10dtex, 더 바람직하게는 약 0.6dtex 내지 약 0.15dtex의 단위 길이당 중량으로 감소되는 경우

에도, 0.05psi (0.34kPa)의 부하하에서 측정할 때, 약 0.013 mm/g/m
2
이상의 벌크를 가지는 섬유 웹을 제공

하도록 가공될 수 있다.   게다가,  본 발명을 위한 특히 바람직한 복합 스펀본드 섬유 웹은,  0.05psi 
(0.34kPa)의 부하하에서 측정할 때, 약 0.01g/mL 내지 약 0.075g/mL, 바람직하게는 약 0.03g/mL 내지 약
0.065g/mL,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0.015g/nmL 내지 약 0.06g/mL액의 도를 가진다.

본 발명의 미세필라멘트 웹 또는 직물, 특히 쓰루 에어 결합된 웹은 바람직한 로프트, 압축 저항<27>
성 및 섬유간 공극(void) 구조를 제공하여 상기 웹을 유체 취급 응용에 매우 적합하게 만든다.  더구나, 
본 발명의 얇은 필라멘트 웹은 높은 투과성 및 넓은 표면적을 제공하여 상기 웹이 여러 여과기 응용에 적
합하도록 만든다.  또한 본 발명의 로프티 미세필라멘트 웹도 개선된 연성(softness) 및 촉감(hand)을 제
공한다.  상기 조직상의 성질은 상기 웹이 여러 일회용 물품들 예를 들어, 기저귀, 운동복, 실금 물품, 
위생  네프킨  및  일회용  의복의  외피  물질로서;  유체  조작  물질로서;  여과기  물질로서  매우  유용하게 
한다.  또한 상기 로프티 스펀본드 웹은 다른 기능적 특성, 예를 들어 유체 또는 미생물 장벽 성질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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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하여 직물과 같은 조직(cloth-like texture)을 제공하는 장벽 복합물(barrier composite)의 외층으로서 
매우 적합하다.  예를 들면, 상기 로프티 스펀본드 웹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필름 또는 기타 미세섬유 직
물상에 열적으로 또는 접착제로 적층시켜 상기 장벽 복합물을 만들 수 있다.  여기 참고문헌에 포함되어 
있는 브록(Brock) 등의 미국 특허 제4,041,203호는 예를 들어, 한 층의 스펀본드 섬유 웹과 한 층의 멜트
블로운 섬유 웹을 포함하는 직물류(fabric-like) 복합물을 개시한다.  부직포 웹으로부터 만들수 있는 일
회용 의복은 수술복, 실험복 등을 포함한다.  상기 일회용 의복은 예를 들어, 여기 참고문헌으로 퍼함되
어 있는 그린(Green)의 미국 특허 제3,824,625호 및 베네벤토(Benevento)의 미국 특허 제3,911,499호에 
개시되어 있다.

하기의 실시예들은 도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고 본 발명을 여기에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28>

실시예

사용된 측정 방법:<29>

중합체 용융 유속 - 용융 유속은 ASTM D1238-90b에 따라서 측정하였다.  폴리에틸렌은 190/2.16 <30>
측정 조건을, 폴리프로필렌은 230/2.16 측정 조건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벌크 - 웹의 벌크는 스타렛(Starret) 벌크 시험기를 사용하여 부하 0.05 psi(0.034kPa)하에서 측<31>
정하였다.

도 - 웹의 도는 벌크 측정 및 상기 웹의 기저 중량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32>

실시예 1<33>

50중량%의 선형 저 도 폴리에틸렌 및 50중량%의 폴리프로필렌을 포함하는 구형 나선 쉬이쓰/코<34>
어 복합 섬유의 쓰루 에어 본드 웹 스펀본드 섬유를 도 1에 도시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상기 2성분 방사 팩은 지름이 0.4mm인 방사공(spinhole), 6 : 1의 L/D 비율 및 센티미터당 34.6 <35>
홀의 방사공 도를 가졌다.  다우 케미칼사가 시판하는, 2.16킬로그램의 부하, 섭씨 190도에서 10분당 
150g의 용융 유속을 가지는 높은 용융 유속의 선형 저 도 폴리에틸렌(LLDPE)인 Aspun 6831을 50중량%의 
TiO2 및 50중량%의 폴리프로필렌을 포함하는 2중량%의 TiO2의 농축액과 혼합하고, 상기 혼합물을 제1 단
일 스크류 압출기 속으로 주입하였다.  압출물이 압출기를 나갈 때 상기 LLDPE 조성물의 용융 온도가 약 
섭씨 199도(화씨 390도)이었다.  쉘 케미칼(Shell Chemical)사가 시판하고, 2.16킬로그램의 부하, 섭씨 
230도에서 10분당 약 100g의 용융 유속을 가지는 높은 용융 유속의 폴리프로필렌인 NRD51258을 상기의 2
중량%의 TiO2 농축액과 혼합하고, 상기 혼합물을 제2 단일 스크류 압출기 속으로 주입하였다.  상기 폴리
프로필렌 조성물의 용융 온도는 약 섭씨 210도(화씨 410도)였다.  상기 LLDPE 및 폴리프로필렌 압출액을 
약 섭씨 204도(화씨 400도)로 유지된 상기 방사 팩 속으로 주입하고 방사공 배출 속도는 0.4g/홀/분에 유

지하였다.  상기 방사 팩을 나오는 2성분 섬유를 단위 방사 노즐 폭당 0.5m
3
/min(45 SCFM/inch)의 유속과 

섭씨 18도(화씨 65)인 공기의 흐름에 의하여 급랭시켰다.  상기 방사 노즐의 약 13센티미터 아래에서 급
랭 공기를 가하였다.  급랭된 섬유를 연신하고 약 섭씨 121도로 가열된 공기의 흐름을 사용하여 섬유 연
신 단위 내에서 크림프한 다음 12 psi(83 kpa)의 압력을 가하였다.  그 후, 상기 연신되고, 크림프된 섬
유를 진공 흐름의 도움을 받아 천공된 형성 표면에 퇴적시켜 본드되지 아니한 섬유 웹을 형성하였다.  상
기 웹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상기 형성 표면 상의 본드되지 아니한 상기 웹을 상기 형성 표면의 약 
4.45센티미터(1.75인치) 위에 위치된 슬롯 노즐(slot nozzle)에 의하여 가해지는 가열 공기의 흐름하에 
통과시켰다.  압력은 3.81센티미터 수주(水柱), 온도는 204도에서 상기 가열 공기를 가하였다.  그 다음, 
상기 웹을 쓰루 에어 본더에 전달하였다.  상기 본더에 의하여 온도가 약 섭씨 127도이고 유속이 분당 약 
61미터인 가열 공기의 흐름에 상기 부직포 웹을 노출시켰다.  상기 웹의 평균 기저 중량은 제곱미터당 85
그램이었다.  결합된 웹의 섬유 크기 및 벌크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표1에 나타낸다. 

비교예 1<36>

로프티하고 얇은 필라멘트 웹을 제조함에 있어서 높은 용융 유속 중합체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37>
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교예 1을 수행하였다.  하기의 변형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실시예 1에 약술
한 방법을 반복하였다.  LLDPE 6811A 및 폴리프로필렌 3445를 높은 용융 유속 중합체 대신에 사용하였다.  
상기 LLDPE의 용융 유속은 10분당 약 40g이고 다우사가 시판하는 일반적인 스펀본드 섬유급 LLDPE이다.  
상기 폴리프로필렌의 용융 유속은 10분당 약 35g이고 엑손사가 시판하는 일반적인 스펀본드 섬유 등급 폴
리프로필렌이다.  실시예 1과 다른 그 밖의 변형은 사용된 방사 팩에 있어서 방사공의 지름이 0.6mm, 홀 

도는 센티미터당 34.6홀인 점, 필라멘트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분사 노출 속도를 분당 0.3g/홀로 감소
시킨 점, 상기 두 중합체의 용융 온도를 섭씨 232도로 처리한 점 및 용융 처리된 중합체의 유동성을 개선
하기 위하여 상기 방사 팩 온도를 섭씨 232도로 증가시킨 점이다.  상기 제조된 웹은 비교적 평평하였다.  
표 1은 그 결과를 보여준다.

비교예 2<38>

상기 복합 필라멘트의 중합체 두 구성성분에 대하여 높은 용융 유속의 중합체를 이용하는 것이 <39>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비교예  2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나란히  있는  팩을  사용하고 
LLDPE 6811A을 높은 용융 흐름 LLDPE 대신에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시예 1에 약술한 방법을 반복하였
다.  상기 방사 팩은 0.35 리미터의 방사공과 센티미터당 63홀의 방사공 도를 가진다.  상기 방사 팩
을 섭씨 217도에 유지시켰고  배출 속도는 분당 0.3그램/방사공이었다.

또한, 그 결과 얻어지는 웹은 비교적 평평하였고, 표 1은 그 결과를 나타낸다.<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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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시예<41> 용융흐름 속도

(g/10min)

LLDPE  PP

섬유크기

(den)(dtex)

웹 중량

( o s y)  

(g/m
2
)

벌크

(inch/osy)(mm/g/m
2
)

도

(g/cm
3
)

실시예1 140  100 0.59  0.66 2.5  85 0.022     0.016 0.061

비교예1 40  35 1.4  1.6 1.5  51 0.016     0.012 0.082

비교예2 40  100 0.8  0.9 3.0  102 0.016     0.012 0.084

비교예 1-2의 필라멘트는 그 크림프 정도가 낮았던 반면, 실시예 1의 필라멘트는 매우 크림프된 <42>
미세필라멘트였다.  결과적으로, 비교예 1-2의 웹들은 비교적 평평하였던 반면, 실시예 1의 상기 웹은 부
피가 크고 로프티하고 도가 낮았다.

비록 상기 비교예 1 및 2의 중합체 배출 속도가 더 낮고 게다가 비교예 2의 방사공 크기가 실시<43>
예 1의 것보다 작다 하더라도, 실시예 1의 필라멘트는 더 얇고 더 크림프되어서 미세필라멘트를 포함한 
부피가 큰 부직포 웹을 제조하는 노력에 있어서 높은 용융 유속 구성성분 중합체를 사용한 효과를 분명히 
설명한다.  상기 결과는 복합 필라멘트에 대하여 높은 용융 유속 구성성분 중합체를 사용함이 더 얇은 필
라멘트의 제조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매우 크림프 미세필라멘트를 포함하는 저 도 웹의 제조를 가
능하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한다.

실시예 2<44>

본 발명에 따라서 실시예 1의 필라멘트보다도 더 가는 미세필라멘트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것을 설<45>
명하기 위하여 실시예 2를 수행하였다.  2성분 미세필라멘트를 제조하기 위하여 상기 방사 팩을 섭씨 217
도에 유지시킨 점, 연신 공기의 압력을 10 psi(69 kPa)로 하고 온도는 실온으로 한 점 및 배출 속도를 분
당 0.35그램/방사공로 한 점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실시예 1에서 약술한 방법을 반복하였다.

제조된 미세필라멘트의 단위 길이당 중량은 0.5dtex였다.  미세필라멘트의 제조는 광범위한 마이<46>
크로데니어 스펀본드 필라멘트 및 그로부터 제조되는 부직포 웹을 본 발명에 따라서 제조할 수 있다는 것
을 분명히 설명한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스펀본드 미세필라멘트를 포함하는 로프티(lofty) 부직포 웹으로서, 상기 로프티 웹의 도는 
약 0.01g/mL 내지 약 0.075g/mL이고 상기 미세필라멘트의 단위 길이당 중량은 약 0.1dtex 내지 1.5dtex인 
부직포 웹.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필라멘트가 다성분 복합 필라멘트인 로프티 부직포 웹.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웹이 쓰루 에어 본디드 웹인 로프티 부직포 웹.

청구항 4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미세필라멘트가 2성분 스펀본드 복합 필라멘트인 로프티 부직포 웹.

청구항 5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로프티 웹의 도가 약 0.015g/mL 내지 약 0.06g/mL인 로프티 부직포 웹.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 필라멘트가 10분당 약 60g 내지 약 250g의 용융 유속을 가지는 에틸
렌 중합체 및 10분당 약 50g 내지 약 250g의 용융 유속을 가지는 프로필렌 중합체를 포함하는 로프티 부
직포 웹.

청구항 7 

제6항에 있어서, 상기 에틸렌 중합체가 에틸렌의 단일 중합체 및 공중합체로부터 선택되고, 프로
필렌 중합체가 프로필렌의 단일 중합체 및 공중합체로부터 선택되어지는 것인 로프티 부직포 웹.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웹의 도가 약 0.03g/mL 내지 약 0.065g/mL인 로프티 부직포 웹.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에틸렌 중합체는 선형의 저 도 폴리에틸렌이고 상기 프로필렌 중합체는 
이소택틱 폴리프로필렌인 것인 로프티 부직포 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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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10 

상기 제7항에 따른 로프티 부직포 웹을 포함하는 일회용 물품.

청구항 11 

상기 제7항에 따른 로프티 부직포 웹을 포함하는 적층물.

청구항 12 

높은 용융 유속(melt flow rate)을 각각 갖는 상기 에틸렌 중합체 및 상기 프로필렌 중합체를 가
지는 연속 다성분 복합 섬유를 용융 방사하고(여기서, 에틸렌의 단일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인 상기 에틸
렌 중합체 및 프로필렌의 단일 중합체 또는 공중합체인 프로필렌의 중합체는 복합 섬유의 길이를 따라 단
면을 가로질러 별개의 영역을 차지하고, 상기 에틸렌 중합체는 상기 복합 섬유의 길이를 따라 가장자리 
표면의 적어도 한 부분을 차지하며, 상기 에틸렌 중합체 및 프로필렌 중합체는 각각 ASTM D1238-90b측정 
조건 190/2.16에 따른 측정에 의할 때 10분당 약 60g 내지 약 400g의 용융 유속 및 ASTM D1238-90b 측정 
조건 230/2.16에 의할 때 10분당 약 50g 내지 약 800g의 용융 유속을 가짐);  

상기 복합 필라멘트가 잠재적인 크림프성(crympability)을 가지도록 상기 스펀 복합 필라멘트를 
급랭시키고;  

상기 스펀 복합 필라멘트를 연신하여 미세필라멘트를 형성하고;  

상기 복합 필라멘트가 크림프를 갖도록 상기 잠재적인 크림프성을 활성화시키며;  그리고 

상기 크림프 미세필라멘트를 퇴적시켜(depositing) 부직포 웹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로프티 
부직포 웹의 제조 방법으로서, 상기 웹의 도는 약 0.01g/mL 내지 약 0.075g/mL이고 상기 미세필라멘트
의 단위 길이당 중량은 약 0.1dtex 내지 약 1.5dtex인 방법. 

청구항 13 

상기 제12항에 있어서, 상기 에틸렌 중합체의 용융 유속은 10분당 약 100g 내지 약 200g이고, 상
기 프로필렌 중합체의 용융 유속은 10분당 60g 내지 200g인 것인 로프티 부직포 웹의 제조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따라 제조된 스펀본드 웹.

청구항 15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에틸렌 중합체는 선형의 저 도 폴리에틸렌이고 상기 프로필렌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인 것인 로프티 부직포 웹의 제조 방법.

청구항 16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크림프 활성화 단계 및 연신 단계가 가열 공기에 의한 공기식 연신 단위
에 의해 수행되는 것인 로프티 부직포 웹의 제조 방법.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웹이 쓰루 에어 결합 공정을 더 거치는 것인 로프티 부직포 웹의 제조 방
법.

청구항 18 

제16항에 있어서, 상기 제조 방법 중의 상기 크림프 활성화 단계 후 연이어 상기 퇴적 단계를 수
행하는 것인 로프티 부직포 웹의 제조 방법.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로프티 웹의 도가 약 0.03g/mL 내지 약 0.065g/mL인 로프티 부직포 웹
의 제조 방법.

청구항 20 

제12항에 따라 제조된 스펀본디드 웹.

요약

본 발명은 공기식으로 연신한 필라멘트를 포함하는, 웹의 도가 약 0.01g/mL 내지 약 0.075g/mL
이고 미세필라멘트의 단위 길이당 중량이 약 0.1dtex 내지 약 1.5dtex인 로프티 부직포 웹을 제공한다.  
또한 본 발명은 상기 로프티 부직포 웹을 제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대표도

도1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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